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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태생기 대동맥 및 폐동맥에서 내측층판단위의 발달

발생 중 동맥의 구조는 다양한 혈역학적 요인에 의하여 변화한다. 

인태아 대동맥 벽에서 내측층판단위(medial lamellar unit)의 수는 태아

의 발생과 함께 증가하며 대동맥궁에서 복부대동맥 하부로 갈수록 감소

함이 보고되었다. 출생 직후 폐동맥은 대동맥과 구조가 별 차이 없지만 

출생 후 순환의 변화로 인하여 중간층의 두께가 폐동맥이 대동맥의 0.4 

- 0.8배에 불과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출생 전 태아의 폐동

맥에서 내측층판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실험

에서는 발생 12 - 28주 사이의 인태아에서 대동맥과 폐동맥의 내측층판

단위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대동맥과 폐동맥의 층판수는 태아의 성장과 함께 점차 증가하 고 

폐동맥이 대동맥의 동맥관 근위부보다 층판수가 많았다(p<0.01). 대동맥

에서 동맥관의 위, 아래 즉, 대동맥의 근위부와 원위부 사이의 층판수는 

동맥관이 부착하는 부위의 벽보다 반대쪽 벽에 층판수가 많았다. 그러

나 근위부와 원위부 사이의 차이는 없었다. 폐동맥에서 좌,우폐동맥은 

좌폐동맥이 층판수가 많았으나 통계적 의의는 없었고 16주까지는 두 폐

동맥의 층판수가 증가하 으나 그 후에는 뚜렷한 증가는 없었다. 또, 동

맥관은 대동맥, 폐동맥과는 다른 구조를 가졌으며 뚜렷이 층판단위를 

측정할 수 없었다.

핵심되는 말 : 대동맥, 폐동맥, 동맥관, 내측층판단위, 인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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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기 대동맥 및 폐동맥에서 내측층판단위의 발달

< 지도  박 형 우 교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황 정 주

Ⅰ. 서  론

최근 일부 선천성 질환을 대상으로 태아수술이 성공하면서 태아 양

(sheep)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 심폐우회술에 대한 연구1에서와 같이 태

생기에 교정하는 것이 유리한 선천성 질환의 경우에 출생 전에 적극적으

로 대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태아수술을 위해서는 인태

아에서 혈역학과 혈관의 구조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조류와 포유류 배자를 이용한 연구에 의하면 심장혈관계통은 혈액혈

관형성세포(hemangioblastic lineage cell)의 출현과 함께 발생이 시작되

며, 내피세포의 분화에 의해 혈관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

성인과 태아에서 동맥벽의 구조는 다양한 혈역학 요인(hemo- 

dynamic factor)에 의해 형성되고 제어된다.
4
 이런 혈역학 요인에 의해 

대동맥이나 폐동맥 같은 큰 동맥은 벽에 특징적인 내측층판단위5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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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발생 중인 인태아에서 대동맥 벽의 탄성 층판의 수는 태아령의 증

가에 따라 많아지며, 근위부에서 원위부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6 또한 무심장 태아(acardiac fetus)의 대동맥 벽에서 탄성층판의 

수가 같은 태아령의 정상 태아와 비교했을 때 대동맥의 길이를 따라 역

전되어 있고 크게 감소되어 있음이 밝혀짐으로써
7 
인태아 동맥벽에서 탄

성층판의 수가 심박출(cardiac output), 혈류, 혈관 벽에 미치는 압력 및 

긴장(tension), 전단 스트레스(shear stress)등의 혈역학 요인의 발생을 

나타낸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인태아에서 심장혈관계통의 생리적 기능은 최근 첨단 기기들의 도입

과 함께 태아 심장박동, 모체-태반 및 태아 순환의 관계 및 혈류 방향의 

양적 계측 등에 관해 보고가 많아지고 있으나 아직 대동맥과 폐동맥에서 

순환기계통의 기능을 이해하기는 미흡한 실정이다.8,9,10,11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태아는 폐가 기능을 하고 있지 않고 태반

이 있기 때문에 성인에서와는 순환의 특성이 다르며, 특히 폐동맥과 대

동맥궁 사이에 동맥관(ductus arteriosus)이 있어 폐로 갈 혈액의 우회 

통로가 된다. 대동맥궁 및 이것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벽에서 내측층

판단위을 세어 본 결과 대동맥궁을 흐르는 혈류가 동맥관을 흐르는 혈류

의 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12 성인의 입장에서야 대

동맥궁이 중요하겠지만 태생기에는 동맥관을 통한 순환이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대동맥, 폐동맥 및 동맥관의 벽에서 층판단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해봄으로써 이들 큰 동맥의 기능 해석에 중요한 단서를 제

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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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연구 재료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수집 보관되어 있

는 발생 12 - 28주 사이의 인간 태아 14례를 사용하 는데, 발생 12주가 

2례, 14주가 2례, 16주가 2례, 18주가 2례, 20주가 2례, 24주가 2례, 그리

고 28주가 2례이었다(표 1). 이 표본들은 외형이나 혈관 계통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며, 머리둔부길이(crown rump length)와 발길이(foot 

length)에 근거해 주 별로 분류해 사용하 다.

표 1. 실험에 사용된 태아

      태아령    머리둔부길이(mm)    발길이(mm)     체중(g)
    ====================================================

12주  78 12  30
 85 15  41

14주  76 16  49
110 18 100

16주 130 26 160
135 27 210

18주 ․ 28 180

145 30 240
20주 165 51 520

178 45 500

24주 ․ 42 550

225 45 800
28주 250 62           1020

226 55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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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태아는 흉벽을 절개하고 대동맥, 폐동맥 및 동맥관을 확인한 후 통

째로 적출하 다. 조직은 포르말린에 고정하 고, 50, 70, 80, 90 및 100% 

알코올로 점진적으로 탈수하 다. 이어 파라핀에 포매하 고, 조직절편

기를 이용하여 7 - 10㎛ 간격으로 연속절편을 제작하 다. 여러 절편중 

이들 동맥벽의 중간부를 포함하는 절편만을 골라 Hematoxylin-Eosin, 

Aldehyde Fuchsin 및 Gomori Trichrome 염색을 시행하 다.

만들어진 조직 표본은 광학 현미경으로 우선 동맥벽의 구조를 관찰

하 고, 동맥관을 기준으로 1) 대동맥의 동맥관 전분절, 2) 대동맥의 동

맥관 후분절,  3) 폐동맥의 동맥관 전분절, 4) 좌폐동맥, 5) 우폐동맥에서 

탄력층판의 수를 세었다. 층판의 수는 세 절편에서 세어 평균을 내었다. 

통계는 Excel(Microsoft, Seattle, Washington)을 이용하 고, p-value 

0.05 이내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판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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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대동맥, 폐동맥 및 동맥관의 구조

대동맥과 폐동맥은 가장 안쪽의 내피, 그 바깥의 굵은 내탄성판

(internal elastic lamina), 그리고 이 판 바깥에 위치한 수 십 개의 층판

으로 이루어졌으며, 층판 바깥에는 결합조직으로 이루어진 외막이 있었

다(그림 1). 이에 비해 동맥관에서는 내탄성판은 잘 발달되어 있었으나 

중막의 층판은 주행이 한 방향이 아니고 불규칙하므로 현미경을 이용한 

내측층판단위의 측정은 불가능하 다.

2. 대동맥에서 내측층판의 수

동맥관이 열리는 곳을 중심으로 대동맥의 근위부와 원위부에서 탄성

그림 2 대동맥, 폐동맥 및 동맥
간을 지나는 조직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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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판의 수는 표 2에 나타내었다. 탄성층판은 발생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근위쪽과 원위쪽에서 층판의 수에 통계

학적인 차이는 없었다. 근위부와 원위부를 혈류의 흐름을 기준으로 경동

맥이나 쇄골하동맥이 나가는 외벽과 동맥관이 위치하는 내벽으로 나누

었을 때에는 근위부(P<0.01)와 원위부(P<0.05)에서 모두 외벽이 내벽 보

다 층판의 수가 많았다. 

표 2. Number of elastic lamellae along the aorta (mean±S.D.)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gment 
 fetal APO API ADO ADI
 age (week)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32.3±2.9 30.5±4.7 32.5±3.9 33.3±6.3
14 30.5±2.1 26.5±2.9 30.6±3.3 30.0±1.7
16 37.2±8.4 31.7±4.5 37.5±6.1 36.2±3.8
18 40.0±9.4 39.0±5.5 43.8±3.4 43.3±8.8
20 39.2±4.5 33.0±7.3 38.8±8.0 36.0±7.5
24 44.7±8.5 36.5±5.3 45.5±5.2 43.2±5.8
28  44.7±42.2 42.2±7.5 39.3±2.4 36.8±5.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PO(outer wall of proximal portion of aorta, 대동맥의 근위측 외벽)

API (inner wall of proximal portion of aorta, 대동맥의 근위측 내벽)

ADO (outer wall of distal portion of aorta, 대동맥의 원위측 외벽)

ADI (inner wall of distal portion of aorta, 대동맥의 원위측 내벽)

3. 폐동맥에서 내측층판의 수

폐동맥간이나 좌, 우폐동맥에서 층판의 수는 발생 16주까지는 증가하

는 양상을 보 으나 이후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표 3). 우폐동맥과 

좌폐동맥 비교했을 때에는 좌폐동맥이 우폐동맥과 비교했을 때 층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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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많았지만 통계적인 의의는 없었다.

폐동맥간 벽의 층판 수는 대동맥 근위부의 층판 수에 비해 많았다

(P<0.01)

표 3. Number of elastic lamellae in the pulmonary arteries  

(mean±S.D.)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fetal RPA LPA MPA

 age (week)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17.0±1.9 17.8±2.3 34.2±9.3
14 20.5±2.2 21.4±2.0 36.0±5.5
16 23.2±5.8 22.4±2.8 40.1±5.0
18 25.8±3.6 22.3±3.6  48.1±13.1
20 22.1±4.9 26.2±3.5 36.4±4.5
24 23.9±4.0 23.9±4.0  40.5±10.8
28 23.3±3.0 23.3±3.1 48.5±7.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PA(right pulmonary artery, 우폐동맥)

  LPA(left pulmonary artery, 좌폐동맥)

  MPA(main pulmonary artery, 주폐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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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대동맥의 중막에는 탄력섬유로 이루어진 많은 층판이 있으며 이들 층

판의 수는 대동맥 벽 두께와 상관없이 대동맥의 직경과 비례하고, 각 층

판의 평균 긴장(tension)은 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이러한 결과는 혈관벽의 구조에 혈역학적 요인이 큰 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또, 혈관벽의 양 공급이나 수축력에도 중막의 탄력섬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막에서의 탄력섬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13,14

출생 전 태아의 순환은 배꼽정맥, 간정맥 및 하대정맥으로 흘러들어 

오는 혈액은 전체 혈액의 70%에 해당하며 이중 25%는 난원공을 통하여 

직접 좌심방에 도달하여 폐정맥 환류혈과 혼합된다. 또, 우심실의 박출량

은 혼합 심실박출량의 65%이며 좌심실의 박출량은 35%이다. 좌심실에

서 나오는 혈액의 10%는 대동맥 협부를 통하여 하행대동맥에 이른다. 

상대정맥으로의 들어오는 혈액은 모두 우심실을 거쳐 폐동맥으로 유출

된다. 그러나 폐혈관의 저항이 높으므로 8%만이 양쪽 폐동맥으로 흘러

들며 나머지는 동맥관을 통하여 하행대동맥으로 유출된다고 알려져 있

다.
15
 이런 특징으로 인하여 대동맥, 폐동맥 및 동맥관이 받는 혈류, 혈관

벽에 미치는 압력 등의 혈역학적 요인은 시기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폐동맥의 경우 출생 전에는 대동맥과 혈압이 거의 

같고 두 동맥의 벽이 거의 같은 구조를 나타내지만, 출생 후에 전신순환

과 폐순환의 혈압이 달라지면서 출생 후 순환의 변화로 인하여 6 - 24개

월 후에는 중간층의 두께가 폐동맥이 대동맥의 0.4 - 0.8배에 불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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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보고만 있을 뿐
16
 발생 중인 태아를 이용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

다. 태내 순환에서 동맥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발생기 태아에서 동

맥관을 중심으로 대동맥과 폐동맥의 벽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대동맥은 동맥관을 기준으로 쇄골하동맥이 나오는 직하방의 대동맥 

근위부(AP)와 동맥관 바로 아래의 원위부(AD)를 측정하 고, 혈류 및 

전단스트레스(shear stress)를  더 받는 동맥관의 반대측 벽(이하 외벽)

과 동맥관 쪽의 벽(이하 내벽)을 따로 측정하여 비교하 다. 이 결과 외

벽이 내벽에 비하여 층판단위가 발달하 다. 이는 혈역학이 층판단위에 

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근위부와 원위부의 두께 

차이에 통계적 의의는 없었다.

폐동맥은 대동맥보다 발생이 진행되면서 층판단위가 약간 증가했는데 

이는 태아순환이 우심실을 통한 혈류가 더 많음을 고려할 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좌, 우폐동맥은 층판단위가 초기에는 증가하나 16주 이후에

는 증가하는 양상이 완만하다. 이는 폐동맥에 들어온 혈류가 대부분 동

맥관을 통하여 대동맥으로 나가는 것과도 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고 구

조적으로는 우폐동맥은 좌측에 비하여 더 예각을 주어 주행하므로 좌폐

동맥이 더 혈류가 많이 가리라고 생각되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 우폐동맥의 층판수가 더 많이 나온 16, 18주는 조직을 만드

는 과정에서 3차원적 구조에 의하여 갈라진 이후 같은 수위에서 조직을 

얻지 못하고 좌측이 더 원위부일 가능성이 있다. 

 이상은 또한 15주 이후에 대동맥궁 이하의 대동맥에서  더 현저한 

내측층판단위의 증가가 있어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태아의 혈류 변화

가 있으리라고 예상한 것12과 상통하는 것으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동맥관을 통한 혈류의 이동이 중심이 되고 양측 폐동맥으로 가는 혈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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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적어진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동맥의 발달은 이후에 현저

한 대신 폐동맥의 발달이 완만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확

한 시기는 태아내 순환을 확인할 수 있는 도플러 검사와 이 시기를 전후

하여 태아의 폐동맥 및 대동맥의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밝혀질 것이다.

출생 후 폐동맥은 탄성층판이 짧고, 끝이 곤봉모양을 하고 있으며, 평

형하게 주행하기보다는 횡단하는 경우가 많고, 더 분절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 출생후 폐동맥 고혈압에서는 선천성 폐동맥 고혈압에 비하여 

폐동맥의 위 사실들이 더 현저하며 벽이 두꺼워지는 것도 세포의 비대화

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11 동맥관은 중막이 주위 동맥에 비하여 두꺼우나 

탄력섬유가 더 적고 근육층이 잘 발달되어 있고, 임신 3삼분기(third 

trimester)에 특히 내탄성판(internal elastic lamina)이 발달한다고 알려

져 있다.17 실제 결과에서도 동맥관에서 내측층판은 관찰하기 힘들고 또 

관찰이 되어도 방향이 일정하지 않았고 셀 수가 없었다. 동맥관의 조직

은 주위조직과 구별되고 대동맥과 폐동맥의 동맥관과의 연접부에서는 

이행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맥관은 층판 단위를 이용하여 

대동맥, 폐동맥과 비교 연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동

맥관의 발생에 관여하는 인자는 이들 동맥과 구별되는 무엇에 의한다고 

보겠으며 현재 HOXB5 유전자를 지목하고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17. 이는 

앞으로 따로 더 연구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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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대동맥과 폐동맥은 가장 안쪽의 내피, 그 바깥의 굵은 내탄성판

(internal elastic lamina), 그리고 이 판 바깥에 위치한 수 십개의 층

판으로 이루어졌다.

2. 근위부와 원위부를 혈류의 흐름을 기준으로 경동맥이나 쇄골하동맥

이 나가는 외벽과 동맥관이 위치하는 내벽으로 나누었을 때에는 근

위부(P<0.01)와 원위부(P<0.05)에서 모두 외벽이 내벽 보다 층판의 

수가 많았다.

3. 우폐동맥과 좌폐동맥 비교했을 때에는 좌폐동맥이 우폐동맥과 비교

했을 때 층판의 수가 많았지만 통계적인 의의는 없었다. 폐동맥간 

벽의 층판 수는 대동맥 근위부의 층판 수에 비해 많았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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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development of medial lamellar unit in aortic and

 pulmonary arterial wall of human fetuses

Jung Joo Hwang

Brain Korea 21 Project for Medic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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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Hyoung Woo Park)

The structures of the artery are controlled by variable 

hemodynamic factors during development. It was reported that the 

number of elastic medial lamellar unit(MLU) increased with age and 

decreased along its length from arch to lower abdominal aorta. The 

study on the MLU of the pulmonary artery is rare but it is known 

that before birth the media of the pulmonary trunk and that of the 

aorta are of the same thickness. But mean ratio of medial thickness 

in the pulmonary artery to that in the aorta falls to between 0.4 and 

0.8 aged 6 - 24 months. Using human fetuses between 12 to 28 

weeks, the following results was obtained.

The numbers of MLU of aorta and pulmonary artery were 

increased with age. The number of MLU in the pulmonary trunk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the aorta (p<0.01). The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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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U of the aortic wall opposite to the ductus  arteriosu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same side of the aorta. But, both side of the aorta 

of ductus arteriosus had no difference in the number of MLU. The 

left and right pulmonary artery had no differences but MLU 

increased with age to 16 weeks. After that the increase was minimal. 

The ductus arteriosus had different structures to the great arteries 

and MLU was not measureable.

Key Words : aorta, pulmonary artery, ductus arteriosus, medial 

lamellar unit, human fetus




